
제 20 차  못자리 벗 정기모임 회의록

일 시  2022년 5월 12일 19:30 장 소 줌미팅

사 회  김종환 바오로 반석 참석인원 6명

      내      용

회의진행 - 반석벗 김종환 바오로

      “5월은 계절의 여왕, 신록의 계절이다. 따스한 봄날을 지나 무더운 여름을 기다리며,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잎이 짙어가는 생동의 나날이다. 봄의 교향곡에 이어
      역동의 계절, 희망의 계절이다.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청춘과 같은 계절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고, 모든 인성이 여기서
      출발한다. 못자리벗도 가정 공동체라 생각하고 참여하자.
      그리고 5월은 성모성월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고, 
      어느 때 보다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은총의 삶을 자연과 함께 살아보자.”

1. 시작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전반부)

 - 디딤벗 이윤아 크리스티나

2. 인사하기 &

  출석체크 

<지난 주간 나눔>

 - 기후변화, 탄소중립 지킴이 활동 : 5. 10. 심수연 헬레나  

 - 생태영성학교 40기 수료 : 5.3 (7주), 1~2명 신청

      ※ 못자리벗 참여 홍보 : 봉사자 모임 (5. 10)     

 - 성모님의 7가지 기쁨(聖母七樂) : 디딤벗 

   수태고지/엘리사벳 방문/출산/동방박사 방문/

   성전에서 예수님 찾으심/ 예수님 부활/성모님 승천

 - 윤공희 대주교 북한이야기 : 4월13일 출간, 주교님과 구슬인터뷰를 

   권은정 루이제 벗님이 저술하심. 

   김창렬 주교 잡록과 낙수 : 5월1일 출간 

 - 우리의 지구를 위한 순회 미사 : 4.29,서울 포이동 성당, 

                                           은정환 안드레아 

 - 5월 축일 : 필립보/야고보(5.3), 마티아(5.14), 베르나르디노(5.20)  

권은정 루이제, 김종환 바오로(반석벗), 심수연 헬레나, 이윤아 크리스티나(디딤벗),

김근열 로베르토, 황희연 비아(일벗) 

3. 생태적 삶과 

  실천사항 발표

- 황 비아 : 걷기, 미사, 쓰레기 줄이기, 생태관련 강의듣기

- 이 크리스티나 : 양재천 걷기, 제로웨이스트를 목표로 음식물, 플라스틱   

                  줄이기



- 권 루이제 : 「찬미받으소서」회칙을 레지오마리애 단원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김 로베르토 :  걷기, 우포늪 생태탐방 - 줍깅

                대구교구 영성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벗 활동하면서 본당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황희연 비아 : 우유팩을 모아서 주민센터로 가져가려고 준비했습니다.

* 활동실천사례 공모전 : 9월 첫 주 마감

  - 생태활동 내용과 사진 제출 : 공모내용 책으로 발간예정

  - 개인, 단체 참가 - 심사 후 시상 (상금포함)

4. 회칙 공부하기  

5. 주제토의

6. 공지사항

- 회칙공부하는 시간에 회칙을 읽고 묵상 나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5월 주요한 날: 14일(목, 철새의 날), 22일(일, 생물종 다양성 보호의 날),  

                 31일(화, 바다의 날)-

- 찬미받으소서 7주년 미사 : 5.24 (찬미받으소서 주간 : 5.17-24)

- 생태영성학교 수료자 모집 홍보 : 환사위

7. 강복

  (성서읽기)
 루카복음 1,39-56절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8. 마침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 기도(후반부) 

  -반석벗 김종환 바오로

9. 찬미받으소서 노래 가창

                          


